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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초 록

이 연구는 형식적인 측면으로 쇼트에서의 아이러니적 반전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내러티브 구조 안에서 복선으로 인한 아이러니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주요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PDI Dreamworks, Pixar에서 만들어진 최근 장편 애니메이션

에서 아이러니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표현된 것과 숨겨진 실제 간의 괴리인 아이러니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두 가지로 정리된다. 아이러니는 상황설정 후 예상과 암시의 과정을 거쳐 마지

막 장면에서 극적으로 나타난다. 주로 극중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성격묘사나 사건

이 일어날 배경의 설정을 위해 사용되어 웃음을 전해준다. 두 번째로 아이러니와 

관련하여 애니메이션 초반에 등장한 복선이 극의 중반 또는 후반에 인과관계를 가

지고 반전으로 드러났다. 이 아이러니는 극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며 이야기를 풍성

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미국의 주요 제작사에서 제작된 두 편의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분석해본 결과, 

연속되는 장면에서의 아이러니나 내러티브 안에서 연속되는 등의 다양한 아이러니

적 표현의 사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주제어 : 아이러니, 반전, 복선, 쇼트, 내러티브, 미국 장편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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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톰과 제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라존’으로 

대변되는 고양이 톰과 ‘에이론’으로 볼 수 있는 생쥐 제리의 

대결1)에서 아이러니한 반전을 보고 웃게 되는가. <식스센스

(1999)>나 <유주얼 서스펙트(1995)>에서 관객들은 처음에 주어진 

힌트를 가볍게 간과하고 엄청난 반전의 결론에 이르러서야 경악

하며 그 이야기 구조에서 묘한 쾌감을 느끼게 된다.  

이정국(2003)2)은 영화에는 다양한 아이러니가 담겨져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작품일수록 그 아이러니의 힘은 극적으로 활용된다

고 하였다. 김윤정(2014)3)에 따르면 아이러니는 미국 장편 애니

메이션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유머유형으로 밝혀졌다. 이처

럼 한국과 미국의 장편 애니메이션의 유머유형을 비교한 결과, 

미국 애니메이션에서 아이러니의 비중은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바, 

세계의 주류 극장용 개봉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픽사와 드림

웍스 애니메이션에서 아이러니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아래와 같다. 

‘토마스 만의 「마의 산」에서를 중심으로 아이러니에 대한 

해석(윤순식, 2004)’은 서구 사회에서 아이러니로의 접근 및 아

이러니의 역사적인 흐름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 기본적인 근

거자료가 된다.  

‘애니메이션에서 아이러니 연구: 몬스터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하승완, 2006)’에서 <몬스터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1) 에이론(eiron)과 알라존(alazon)은 초기 그리스 희극의 전형적인 인물들이다. 

에이론은 자신의 힘과 지식을 숨기고 약한 척 하면서 덩치가 큰 알라존에게서 

승리를 쟁취한다.  

2) 이정국, 「영화에서 아이러니의 종류와 그 활용 실례」, 『영화연구』 제 22

호(2003), pp.197-238.

3) 김윤정, “한·미 장편 애니메이션에서의 유머유발요인 비교연구”, 홍익대학

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4, 2),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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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나는 아이러니를 구조적인 측면과 기호학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와 작용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한 가지 주제 속에 극

적, 상황적 여러 아이러니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

다.   

‘애니메이션 작품에 표현된 유머에 관한 연구: 슈렉에 나타난 

반전을 중심으로(김철중, 2006)은 <슈렉>을 분석대상으로 애니메

이션에 나타난 유머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는 유머의 한 부류로

서 아이러니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쇼트나 시퀀

스에서의 반전을 통한 효과만을 살펴보았다. 

‘애니메이션에서의 아이러니 분석에 의한 반전 효과 연구: 단

편 애니메이션 ’초혼‘을 중심으로(박윤오, 2008)’는 아이러니

의 유형을 로버트 맥기의 시나리오 분석이론을 중심으로 맥기가  

구분한 아이러니한 이야기의 6가지 유형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하

였다. 또한 연구자 본인의 단편 애니메이션에 적용시켜 극적 아

이러니의 효과를 위한 연출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아이

러니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을뿐더러, 유머와 관련한 연구나 아

이러니 효과를 추구하기 위한 연출방법을 다루었다. 전세계적으

로 흥행과 수익률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장편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아이러니의 특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

다고 보인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미국의 주요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PDI Dreamworks와 Pixar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중에서 아이러니

한 요소가 강하면서 최근 작품인 <슈렉 포에버(Shrek Forever 

After)>와 <몬스터대학(Monsters University)>으로 선정하였다. 

쇼트 결합방식에서의 아이러니적인 반전과 내러티브 구조 안에서

의 복선구조를 통해 나타나는 아이러니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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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1. 서구에서의 아이러니

아이러니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 에이로네이아에서 유래되었

으며 기본 의미는 ‘위장, 탈출구, 진지성의 결여, 다른 사람을 

사로잡거나 조롱하기 위해서 꾸미는 무지의 가장’4)이다. 즉 처

음에 사용된 의미는 다른 사람을 놀리고 속이기 위한 단어로 묘

사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아이러니는 ‘뜻하고자 하는 

것의 반대의 말을 하는 것’, ‘어떤 것을 말하면서 다른 것을 

뜻하는 것’, ‘비난하기 위해서 칭찬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비난

하는 것’5)으로 정의되었다. 키케로(Cicero, B.C.106 ~ B.C.43)

에 이르러서야 본인이 반어적인 인물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좋아

할 정도로 긍정적인 의미로 문화에 정착하기에 이른다. 

낭만주의 문학가 프리드리히 슐레겔 Friedrich 

Schlegel(1772~1829)은 단테와 셰익스피어, 그리고 괴테의 문학

에서 아이러니적 요소를 분석해내어 당시의 낭만주의 문학을 통

하여 아이러니를 미학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다.6) 그가 ‘철학

은 반어의 원래의 고향’7) 이라고 한 것처럼 아이러니는 중세를 

넘어 근대에 이르기까지 철학, 문학을 기반하여 서양 문화에 뿌

리깊게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고대 희랍의 희극에 등장하는 에이론(Eiron)과 알라존(Alazon)

이라는 두 인물의 대조를 통해 아이러니가 표현된다. 대표적인 

예로 <톰과 제리> 애니메이션에서 살펴보면, 크고 힘이 센  알라

존인 톰이 계략을 세워 에이론인 제리를 놀리거나 잡아먹으려 한

다. 표면적으로는 톰이 이길 것 같지만 결국 작고 약해보이는 제

리가 매번 승리를 거둔다.

   

4) 윤순식, 『아이러니-토마스 만의 마의 산에서』, 한국학술정보(주), 2004, 

p.29.

5) D. C. Muecke, 문상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p.41.

6) 윤순식, 앞의 책, pp.36-38.

7) 윤순식, 앞의 책,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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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존(Alazon) 에이론(Eiron)

성격 고집이 세고 오만함 지혜롭고 영리함

외관(sppearance) 크고 힘이 세다 약소하고 힘이 약함

현실(reality) 패자 승자

 표 1. 세 가지 장면과 그 기능8)

슈발리에가 “모든 아이러니의 기본 특색은 현실과 외관과의 

사이의 대조이다”9) 라고 한 언급과 같이 대조가 가장 중요한 아

이러니의 특질임에는 분명하며, 두 요소의 상반되는 것이 상호 

반응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발생한다. 아이러니는 간접적인 대조

로 풍자와 극적인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복잡하고 교묘하게 

발전되어왔다.  

2. 쇼트에서의 아이러니적 반전

우선 이미지라는 표현도구로 드러나는 장면 즉, 애니메이션의 

형식적 측면에서 아이러니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테판 샤프에 의

하면 연쇄구성된 쇼트(short)10)의 구조가 내용전달을 개선시킬 

뿐 아니라 심지어 미학적 차원까지 높인다고 하였다.11) 그는 분

리병치에 의한 쇼트 결합 방식으로 의미를 생성해낸다고 보았다. 

“분리병치는 대개 그 장면 전체 상황을 광각의 시야로 알려주는 

소개 화면introductory shot(상황설정 establishing shot) .... 마

감하기 위해서는 다시 광각의 시야로 상황전체를 일별할 수 있는 

8) 박윤오, “애니메이션에서의 아이러니 분석에 의한 반전 효과 연구: 단편 애

니메이션 ‘초혼’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2), p.12.

9) D. C. Muecke, 문상득 역, 앞의 책, p.53.

10) 영화장면의 최소단위. 영화를 촬영할 때 중단없이 한 번에 촬영된 장면을 말

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43437&cid=341&categoryId=341

11) Stefan Sharff, 이용관 역, 『영화구조의 미학』, 울력, 2011,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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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화면(resolution shot)이 와야 한다. 이로써 관객은 분리병치

의 체험을 확고하게 정리한다. 이 때 해결화면은 각 분절화면의 연

속적인 흐름을 통합시키는 동시에 그 자체가 선행하는 분절화면들

의 극적인 힘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12)

전(previous) 장면을 통해 제공된 이미지와 서사가 이어지는 

장면에서 관객의 기대를 뒤집어버리는 장면 제시법을 노엘 캐롤

은 전도된 이미지라고 하였다.13) 

장면들을 기능상으로 봤을 때, 처음 쇼트는 상황을 설정하며, 

중간의 쇼트는 예상과 암시를, 세 번째 쇼트는 상황의 종료와 해

결되는 장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정장면 연쇄장면 해결장면

순서 처음 중간 끝

기능 상황설정 예상과 암시 종료와 해결

표 2. 세 가지 장면과 그 기능14)

이처럼 연쇄구성된 쇼트에서의 아이러니는 해결장면이 관객의 

기대가 전복되는 것으로 놀람과 웃음이 유발되며 코미디 장르에

서 해결장면은 중요한 변수로 활용된다.15) 애니메이션에서는 상

황을 설정하고 연쇄장면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관객을 끌어들인 

뒤, 이미지가 전도되는 해결장면에서 아이러니가 표현되는 것이

다. 

3. 내러티브에서의 복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쇼트에서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지엽적으

12) Stefan Sharff, 이용관 역, 앞의 책, p.89.

13) 문관규, “1990년대 한국 코미디연구: 희극장면과 아버지 재현을 중심으

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2), p..54.

14) 문관규, 앞의 논문, p..55.

15) 문관규, 앞의 논문,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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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야기 구성 즉, 스토리

의 큰 흐름을 끌고 가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내러티브상

에서의 장치로서 복선은 애니메이션의 이야기 즉, 애니메이션의 

내용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모든 아이러니는 무지에서 출발한다. 등장인물은 그의 행동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리스의 신화에서 

오이디푸스는 숙명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다.16) 

그럼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죽인 자를 저주한다. 

표현과 이면의 내용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 아이러니이다. 등장인물들은 

이처럼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고, 이 대상들의 무지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아이러니는 

풍부해진다.17) <표 3> 참조. 

표 3. 무지에 의한 아이러니18)

미리 주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특별한 의미없이 던져지는 

힌트가 복선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러한 사전암시는 복선을 만들

어내는 기제이며 플롯의 발단 단계에 많이 나타난다.19) 플롯의 

발단 단계에 제시된 복선들이 내러티브가 진행되어가다가 후반부

의 상황과는 아이러니한 괴리감이나 대조를 만들어 낼 때, 이 복

선들은 스토리 전체의 반전을 이끌어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1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8464&cid=40942&categoryId=31531

17) 하승완, “애니메이션에서의 아이러니 연구 : 몬스터 주식회사를 중심으

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8), p.30.

18) 하승완, 앞의 논문, p.30.

19) 박윤오, 앞의 논문,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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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쇼트에서의 아이러니적 반전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차이, 그러리라고 믿고 

있는 것과 실제의 상황과의 차이’20)와 같이 아이러니로 작용하

는 것은 외양과 실체의 대조를 일컫는다. 한 시퀀스 안에서 아이

러니적인 반전이 나타나는 예를 <슈렉 포에버>와 <몬스터대학>에

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림 1. <슈렉 포에버>의 아이러니적 반전

<슈렉 포에버>에서 슈렉이 덩키와 만나기 전으로 시간이동을 

하였다. 설정장면으로 오거를 무서워하는 덩키에게 친하고자 슈

렉은 ‘You got a friend’ 노래를 부른다. 연쇄장면에서는 다 

듣고난 덩키는 슈렉에게 설득당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

도 한 애매모호한 표정으로 슈렉을 쳐다본다. 이처럼 설정과 연

쇄장면에서 친근하게 노래하며 다가가는 슈렉의 노력에 덩키가 

설득당할만한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마지막 해결장면에서는 그러

하리라 기대한 관객의 기대를 뒤집어버리며 덩키가 순식간에 숲

속으로 도망가버리는 것으로 아이러니한 반전이 일어났다.  

그림 2. <슈렉 포에버>의 아이러니적 반전

<슈렉 포에버>에서 슈렉과 푸시가 만나는 장면이다. 스페인어

에 능한 푸시 특유의 목소리와 단어를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푸시

20) D. C. Muecke, 문상득 역, 앞의 책,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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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장을 위해 기대를 높이는 설정장면으로 시작하였다. 연쇄장

면은 푸시로 예상되는 고양이가 좁은 공간 안에서 엉덩이부터 빠

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해결장면에서는 쥐도 잡지 

않고 안온하게 고급스러운 우유을 할짝이는 푸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관객들은 슈렉의 전편에서 날렵하고 공격적이었던 고

양이 푸시의 성향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슈렉 포에버>에서 새로 

설정된 푸시의 성격이 드러나면서 기대가 전복되고 아이러니적인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몬스터대학>의 아이러니적 반전

<몬스터대학>의 처음 시작부로 비둘기가 모이를 쪼아먹는 장면

이다. 설정장면은 고개를 숙인 비둘기의 모습에서 서 있는 모습

으로부터 시작된다. 연쇄장면으로 모이 쪼는 비둘기의 잔상이 남

아있었나 싶더니 다음의 해결장면에서 정면의 각도로 돌아선 비

둘기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머리가 

둘인 괴물 비둘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적인 비둘기에서 괴

물비둘기로 나타나듯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 이면에 내포하고 있

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일반적인 상식

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몬스터들이 일을 벌일 것을 예고하기 

위해 아이러니적 반전이 사용되었다. 

그림 4. <몬스터대학>의 아이러니적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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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대학>에서 대학 측은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

상으로 학교소개를 하는 장면이다. 설정장면으로는 훌륭한 요리

사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한다는 학교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신입

생들이 카페테리아를 구경하는 모습이다. 연쇄장면에서는 학생들

이 식사 후 먹다 남긴 음식물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 마지

막의 해결장면은 주방장이 먹다남은 쓰레기 음식물을 가지고 다

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쇼트들에서는 

학교 관계자의 말과 주방장이 행하는 행동은 아이러닉하게 반전

되면서 애니메이션의 주된 배경이 되는 몬스터 대학의 성격을 보

여주었다.  

위와 같이 드림웍스와 픽사의 두 애니메이션에서 연속된 쇼트

에서 전복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아이러니적 반전을 살펴보았다. 

캐릭터의 성격을 규정짓고 묘사하기 위해, 그리고 관객들에게 애

니메이션 자체의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건이 벌

어지는 배경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설정, 연쇄, 해결의 쇼트

의 결합방식을 이용하여 아이러니적 반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속된 쇼트에서의 아이러니는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애니메이션

에서 극적인 힘을 발휘하게 한다. 

IV. 내러티브에서 복선에 의한 아이러니

아이러니는 이야기 진행에 있어서 즐거움이 미묘하게 표현되는 

방식이다.21) 언어의 아이러니는 표현된 말과 내포하는 의미사이

의 간극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야기의 아이러니는 행동과 결과

간의 괴리에서 발생한다.22) 이 과정에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이끌고 가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시퀀스나 쇼트에서 바로바로 등장하기도 하

지만, 처음에 별 의미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마지막에 중요한 

21) Rober Mckee, 고영범, 이승민 역,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황금가

지, 2003, p.427.

22) Rober Mckee, 고영범, 이승민 역, 앞의 책, p.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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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포인트가 되는 복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슈렉 포

에버>와 <몬스터대학>에 나타난 복선과 그 결과로 드러난 아이러

니적 표현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그림 5. <슈렉 포에버>의 아이러니

<슈렉 포에버>에서 슈렉이 피오나 공주를 탑에서 구출하게 되

자, 마법사 럼플 스틸스킨은 피오나 아버지와 흥정중이던 far 

far away 왕국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스틸스킨은 오거인 슈

렉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저주를 한다. 스틸스킨의 존재이

유를 밝히는  내용이 애니메이션 초반에 등장하고 있다. 괴물로

서의 삶 대신 아이 셋을 키우는 일상에 실증을 느낀 슈렉은 스틸

스킨의 꼬임에 빠져 피오나도 없고 자식도 없는 어린 시절의 어

느 한때로 돌아가 하루만 살다 오겠다고 마법계약서에 서명을 하

고 만다. 스틸스킨과의 마법계약서를 작성한 슈렉은 자신이 살고 

있는 하루가 점점 꼬이게 되면서, 현 시점이 자신이 태어난 나기 

전날임을 알게 된다. 이는 스틸스킨이 애니메이션 초반에 혼잣말

로 오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중얼거린 그 대사가 복

선으로 작용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결정적인 배

경을 제시하게 된다. 슈렉이 말한 옛날 과거의 하루와 스틸스킨

이 계획하고 있었던 과거의 하루는 서로 전혀 다른 날로써 ‘어

떤 것을 말하면서 다른 것을 뜻하는’ 복선에 의한 아이러니로 

이후 충격적인 이야기 전개가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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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몬스터대학>의 아이러니

<몬스터대학>에서 울지마 까꿍팀을 놀리기 위해 강력한 우승 

후보자인 RNR팀이 까꿍팀을 놀리기 위해 대학 졸업 후 갈 데가 

없으면 몬스터 주식회사의 우편취급부서에서는 상시 직원 모집을 

한니 거기나 가보라고 하였다. 이때 관객들은 설리반의 생각처럼 

설리반과 마이크가 설마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리라 상상도 않지

만 결국 애니메이션 마지막에 몬스터 대학교를 쫓겨난 마이크와 

설리반은 몬스터 주식회사의 우편취급부서에 취업하게 된다. RNR

팀의 주장은 비아냥거리기 위해 몬스터 주식회사의 우편취급부 

이야기를 한 것인데, ‘뜻한 바와는 반대로’ 마이크와 설리반은 

실제로 우편 취급부에 취업을 하게 된다. 이것을 시작으로 회사 

최고의 몬스터가 되기 위한 발판을 다져가는 장면이 등장한다. 

몬스터 주식회사 우편취급부서로의 취업은 2001년에 개봉한 <몬

스터 주식회사>의 두 주인공이 바로 마이크와 설리반인 것을 관

객들은 이미 알고 있기에 이는 엄청난 반전을 불러일으키는 내러

티브상의 복선에 의한 아이러니인 것이다. 

위와 같이 <슈렉 포에버>와 <몬스터대학> 이 두 개의 애니메이

션에서 전체 내러티브와 관련한 아이러니를 살펴보았다. 아이러

니는 표면에 나타난 것과 그 이면에 숨은 의미가 반대인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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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주로 발단이 되는 설정단계에서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를 만들어두고 관객들이 거리감을 유지한 채로 이

야기를 따라 몰입하도록 한 후, 대립단계나 해결단계에서 아무렇

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쌓아가던 기대감을 뒤집어 엎

어버림으로써 이야기와 관련한 아이러니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아이러니는 등장하는 캐릭터의 삶에서 작용하는 동기와 인과관계

를 관객으로 하여금 깊이있게 인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23) 

이와 같이 복선을 이용하고 스토리에 기반한 아이러니는 이야기

를 구성해가는데 있어 동력으로 작용하며 극적인 요소를 강화시

키고 또한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V. 결론

미국의 주요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PDI Dreamworks, Pixar에서 

만들어진 최근 장편 애니메이션인 <슈렉 포에버>와 <몬스터대학>

에서 아이러니적 표현을 살펴보았다. 겉으로 표현된 것과 숨겨진 

실제 간의 괴리인 아이러니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된다. 아이러니는 상황설정 후 예상과 암시의 과정을 

거쳐 해결되는 장면과 같이 연속된 쇼트 구성의 마지막에서 극적

으로 나타난다. 주로 극중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성격묘사나 사건

이 일어날 배경의 설정을 위해 사용되어 웃음을 전해준다. 

두 번째로 애니메이션 초반에 복선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듯

이 힌트로 던져주고 플롯의 단계 중 극의 중반 또는 후반에 인과

관계를 가지고 반전으로 드러나는 아이러니는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가볍게 던져진 복선은 이야기의 흐

름에 큰 역할을 하고, 이같은 복선으로 인한 아이러니는 캐릭터

를 행동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동기와 인과관계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 결과 복선에 의한 아이러니는 관객들의 깊은 공감을 이

끌어 내게 되는 것이다. 

23) 박윤오, 앞의 논문,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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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편의 애니메이션에서 분석해본 결과,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쇼트에서의 아이러니와 내러티브 안에서 복선을 이용하여 애니메

이션 후반에 반전을 가져오는 아이러니적 표현의 사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주요 회사들에서 최근 개봉된 장편 애니메

이션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국내 장

편 애니메이션에 대한 아이러니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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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Ironic Features in Full-length Animation of PDI 

Dreamworks and Pixar

- Focusing on <Shrek Forever After> and <Monsters University> 

Kim, Yun-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ronic characteristics 

that appear through ironic reversal in formal aspect and foreshadow 

structure examined through the progression stage of irony within the 

narrative structure in contents aspect.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how ironic expressions is embedded in latest full-length 

animation created by major animation production companies in 

America, such as PDI Dreamworks and Pixar.  

As identified in this study, the irony can be defined into two 

categories. 

First, Irony appears dramatically in a last scene through the 

process of prediction and implication after setting up a situation. 

It delivers laughter as it is mainly used to portray characters or 

to set up backgrounds for incidents. Secondly, foreshadow that 

appeared in the early part of animation in relation to irony was 

revealed with a surprising twist with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in the middle or end of the play. The irony strengthens 

dramatic elements and was used to make the story richer.  

By analyzing two american full-length animation films, various 

consecutive ironic expressions in narrative, which is the reversal 

irony in continuous scene or irony used with foreshadow were 

identified. 

Key Word : Irony, reversal, Foreshadow, Shorts, Narratives, 

American full-length an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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